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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다목적댐 하류하천은 댐 건설당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설계방류량에 대응하도록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댐 하류하천은 댐

과 별개로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왔으며, 관리 또한 댐과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댐

하류하천은 제방월류, 하천구역내 사유지 및 불법시설물 등의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댐 본래의 치

수기능이 저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15개 다목적댐 여수로 방류가 설계방류량의

16%(15개 다목적댐 전체 여수로 설계방류량 57,004㎥/s → 무피해방류량 9,300㎥/s)에 불과하고,

대규모 홍수 발생시 댐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댐운영 제약사항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소양강댐을 포함

한 22개댐 하류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용담댐 하류하천정비를 시행사례를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해소와 이에 따른 댐의 치수기능 회복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댐방

류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댐운영 제약사항은 하천구역내 사유지를 포함해하여 총 8건이며, 구

조적 대책인 제방 축조와 비구조적 대책인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해 댐 무피해방류량을 현재 700㎥/s

(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22%)에서 2,730㎥/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85%)로 증가 방류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불가능한 하천구역내 불법 경작지 및

시설물 등이 일부 잔존하여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현행 관리체계에

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댐운영 제약사항, 무피해방류량, 목표홍수량,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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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목적댐 하류하천은 댐 건설당시 정비가필요한 지역으로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설계방류량에 대응하도록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댐 하류하천은 댐

과 별개로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왔으며, 관리 또한 댐과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댐

하류하천은 제방월류, 하천구역내 사유지 및 경작, 불법시설물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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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댐운영 제약사상으로 작용하여 홍수기 댐방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용담댐 하류하천 정비사업 시행사례를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와 이에 따른 치수기능 회

복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완전한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댐운영 제약사항

2.1 다목적댐 댐운영 제약사항 조사

‘07년도 댐관리단의 현장조사 및 실제 방류시 민원발생 등을 근거로 조사된 댐 하류하천구간의

댐운영 제약사항은 표 1과 같이 총 152건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일시적인 댐운영 제약사항인 하천내 공사현장을 제외하고, 지장물

및 경작지역이 댐운영 제약사항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댐운영 제약사항

권역 대상댐
공사
현장

지장물
주거
지역

민원
지역

경작
지역

수질
오염

취수장
기타
사항

계

전체 계 28 27 15 11 22 12 9 28 152

한강

(3)

소양강댐 - 1 - - 2 - 1 - 4

충주댐 3 3 - 1 - 1 1 18 27

횡성댐 - 2 - - - - - - 2

금강

(4)

대청댐 - - 1 - - 1 - - 2

용담댐 - 2 - - 2 - - 4 8

보령댐 1 - - - - - - - 1

부안댐 - - - - - - - - -

섬진강

영산강

(3)

섬진강댐 1 6 - 3 - - - 2 12

주암본댐 - 6 - - 6 - - 1 13

장흥댐 2 3 1 2 3 - 1 - 12

낙동강

(5)

안동댐 - - 13 - 8 - - - 21

임하댐 1 3 - 2 1 - 2 - 9

남강댐 4 - - - - 6 - 1 11

밀양댐 2 1 - 3 - 4 4 - 14

합천댐 14 - - - - - - 2 16

그림 1. 댐운영 제약사항 비율 분포 그림 2. 하천구역내 경작지(용담댐 하류)



2.2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인한 댐방류량 제한

댐운영 제약사항들로 인하여 댐 본래의 치수기능이 저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중인 15개 다

목적댐의 여수로 방류가 설계방류량의 16%(15개 다목적댐 전체 여수로 설계방류량 57,004㎥/s → 무

피해방류량 9,300㎥/s, 댐운영실무편람, 한국수자원공사)에 불과하고, 하천계획홍수량의 21%(15개 다

목적댐 하류하천 하천계획홍수량 44,527㎥/s → 무피해방류량 9,300㎥/s, 댐운영실무편람, 한국수자원

공사) 수준으로, 대규모 홍수 발생시 댐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 2. 댐방류량 제약 현황

댐 별
무피해
방류량(㎥/s)
(A)

댐계획
방류량(㎥/s)
(B)

하천계획
홍수량(㎥/s)
(C)

무피해방류량
/댐계획 방류량비(%)

(D=A/B)

무피해방류량
/하천계획홍수량비(%)

(E=A/C)

합 계 9,300 57,004 44,527 16.3 20.9

소양강댐 700 5,500 5,500 12.7 12.7

충주댐 2,000 16,200 12,400 12.3 16.1

횡성댐 100 2,072 1,270 4.8 7.9

대청댐 1,000 6,000 5,900 16.7 16.9

용담댐 700 3,211 2,730 21.8 25.6

보령댐 100 1,154 940 8.7 10.6

부안댐 - 664 470 - -

섬진강댐 200 1,868 1,810 10.7 11.0

주암본댐 700 4,154 3,570 16.9 19.6

장흥댐 1,400 1,400 1,599 100.0 87.6

안동댐 300 4,500 2,710 6.7 11.1

임하댐 500 2,500 1,885 20.0 26.5

남강댐 800 800 800 100.0 100.0

밀양댐 300 781 573 38.4 52.4

합천댐 500 6,200 2,370 8.1 21.1

3.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다목적댐 하류하천 댐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댐의 여수로 설계

방류량과 하천계획홍수량을 고려하여 제방보강 등의 치수대책을 통한 구조적 대책과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한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07년부터 연차별로 소양강댐을 포함한 22개댐 하류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그림 3.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계획



위와 같은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대책을 통해 하천이 댐의 여수로 설계방류량에 대응 할 수 있

는 치수기능을 확보하였을 때를 100%로 본다면 현재(무피해 방류량기준)는 16%까지 소통이 가능

하나 치수대책을 통해 여수로 설계방류량 기준 71%, 하천계획홍수량 기준 91%까지 하천 치수기

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댐방류량 증가 현황

댐 별

무피해

방류량

(A)

댐계획

방류량

(B)

하천

계획

홍수량

(C)

목표

홍수량

(D)

무피해

방류량

/댐계획

방류량 비(%)

(E=A/B)

무피해방류량

/하천계획

홍수량 비(%)

(F=A/C)

목표홍수량

/ 댐계획

방류량

비(%)

(G=D/B)

목표홍수량

/하천계획

홍수량 비(%)

(H=D/C)

합 계 9,300 57,004 44,527 40,363 16.3 20.9 70.8 90.6

소양강댐 700 5,500 5,500 4,170 12.7 12.7 75.8 75.8

충 주 댐 2,000 16,200 12,400 11,900 12.3 16.1 73.5 96.0

횡 성 댐 100 2,072 1,270 1,270 4.8 7.9 61.3 100.0

대 청 댐 1,000 6,000 5,900 5,350 16.7 16.9 89.2 90.7

용 담 댐 700 3,211 2,730 2,730 21.8 25.6 85.0 100.0

보 령 댐 100 1,154 940 940 8.7 10.6 81.5 100.0

부 안 댐 - 664 470 467 - - 70.3 99.4

섬진강댐 200 1,868 1,810 1,610 10.7 11.0 86.2 89.0

주암본댐 700 4,154 3,570 2,990 16.9 19.6 72.0 83.8

장 흥 댐 1,400 1,400 1,599 1,400 100.0 87.6 100.0 87.6

안 동 댐 300 4,500 2,710 2,350 6.7 11.1 52.2 86.7

임 하 댐 500 2,500 1,885 1,710 20.0 26.5 68.4 90.7

남 강 댐 800 800 800 800 100.0 100.0 100.0 100.0

밀 양 댐 300 781 573 536 38.4 52.4 68.6 93.5

합 천 댐 500 6,200 2,370 2,140 8.1 21.1 34.5 90.3

3.1 용담댐 하류하천정비를 통한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용담댐 하류하천의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를 위해 제방보강 등의 구조물적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비구조물적 대책인 사유지 보상을 위해 댐 하류하천 구간(댐～무주남대천, L=23km)에 대해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계산 후 전산화된 지적도상에 중첩표

기하여 침수범위별 사유지 면적과 보상비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정비계획의 시행을 통해 댐 무피

해방류량을 현재 700㎥/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22%)에서 2,730㎥/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85%)로 증가 방류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홍수량별 사유지 보상 면적 및 보상비

구 분 300㎥/s 700㎥/s 1,000㎥/s 1,500㎥/s 2,000㎥/s 2,940㎥/s

토지

(㎡)

국유지 2,827,021 3,002,030 3,166,037 3,383,971 3,529,126 3,856,673

사유지 59,867 69,365 85,054 127,633 198,592 517,135

합계 2,886,887 3,071,395 3,251,091 3,511,604 3,727,718 4,373,808

보상비(천원) 70,659 85,599 120,939 241,756 764,978 5,414,166



그림 4. 홍수량별 사유지 현황도

3.2 하천관리에 대한 댐관리자의 역할 강화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대책을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더라도 댐관리자와 하천관리자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서는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등이 재발생하여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작용 할 것

이다. 따라서, 댐 방류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댐운영 제약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4. 결 론

다목적 하류하천에 상존하는 댐운영 제약사항들로 인하여 홍수기 댐방류에 제한을 받았으나,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통한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로 댐방류 가능량이 상당부분 증가하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하천정비에 의한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완전

한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와 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댐 방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정구

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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